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84호

지정(등록)일 2007. 10. 08.

소재지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신사임당의 손길이 닿은,  
강릉 오죽헌 율곡매

매화나무는 꽃을 매화라고 하며 열매를 매실이라고 한다. 꽃은 2~4월에 잎보다 먼

저 피고 연한 붉은색을 띤 흰빛이며 향기가 난다.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을 

피워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므로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았다.

강릉 오죽헌 몽룡실 뒤에 있는 이 매화나무는 오죽헌이 들어설 당시인 1400년경에 

심어졌으며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직접 가꾸었다고 전한다.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

되며, 높이는 약 9m, 가슴 높이 줄기둘레가 약 68cm이다. 3월 20일 전후에 꽃이 피고, 

매실의 알은 굵은 편이다. 2007년 천연기념물 제484호로 지정되었다.

식물 14 	강릉	오죽헌	율곡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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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헌을	은은한	향으로	가득	채우는	나무

강원도 강릉,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오죽헌 옆에는 오

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율곡 이이의 보

살핌을 받았다고 하여 후대에 이이의 호인 율곡(栗谷)을 따서 ‘율곡매’

라고 불리고 있다.

율곡매는 오죽헌을 지을 당시인 1400년경 이조참판을 지낸 최치운

(崔致雲)이 심었으며, 그 후 이곳에서 살게 된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이이가 직접 가꾼 매화라 전한다. 그러므로 신사임당이 이 집에 들어

왔을 당시에는 100년이 지난 큰 나무였다.

사임당은 매화 그림을 즐겨 그렸고, 첫째 딸 이름을 매창(梅窓)이라 

지을 만큼 매화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고 전해진다. 매창도 어머니

를 닮아 매화를 좋아했다. 그녀가 그린 매화도 한 장이 남아 있는데, ▼	강릉	오죽헌	율곡매(여름)

▲			강릉	오죽헌

·보물 제165호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죽헌동)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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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가지와 잔가지가 어우러져 은은한 달빛아래 자태를 뽐내는 모습

으로 그려졌다. 깔끔한 분위기가 특히 돋보여 흡사 오죽헌의 율곡매

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강릉 오죽헌 율곡매는 꽃 색깔이 연분홍인 홍매(紅梅) 종류이다. 꽃

이 피는 3월 20일 즈음이면 오죽헌 가득 진한 향기가 번져 이곳을 찾

는 이들에게 봄을 알린다. 신사임당의 자애로움과 율곡의 영특함을 

품고, 오랜 세월 오죽헌을 지키며 살아온 율곡매는 이러한 역사적 가

치와 그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매화	향이	짙게	밴	작품들

매화는 단아한 꽃 모양과 깊고 은은한 향으로 선비들의 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매화 말고는 천지간

•오죽헌(烏竹軒)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 

양식으로 조선 중종 때 건축되었다. 

한국 주택건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물에 속한다. 4면을 굵은 댓돌로 한 

층 높이고 그 위에 자연석의 초석을 

배치하여 네모기둥을 세웠다. 건축사

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1963

년 보물 제165호로 지정되었다.

▲	강릉	오죽헌	율곡매(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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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른 꽃 없으니, 나처럼 유별나게 사랑한 이도 많지 않으리(除梅天

地更無花, 奇愛如予亦不多).”라고 말한 바 있듯, 여러 꽃 중에서 유독 

매화를 가장 사랑한 것으로 자부했다. 40수에 달하는 「노선성댁매화

시」 중 한 수를 보기로 한다.

옥 같이 어여쁜 자태 본래 말이 없거늘

어찌 이처럼 맑은 향기 사모케 하는고.

맑은 병에 꺾꽂이 해놓고 눈씻고 보다가

가랑눈 날리기 시작해 또 사립문을 닫네.

홀로 앉아 하늘을 보니 한적한 세계요

때로 주역을 읽으니 고요한 천지로구나.

은은한 향 성긴 그림자란 말 모두 찌꺼기거니

모름지기 염옹의 태극론을 가지고 볼일일세.

『사가집(四佳集)』권41, 「노선성댁매화시(盧宣城宅梅花詩)」 其六1)

서거정은 시를 통해서 매화의 청진한 자태와 맑은 향기를 말하고 

있다.2)

고향에서 은거하던 이황 또한 학문에 정진하는 와중에도 늘 매화를 

가까이 하며 많은 시를 지었다. 그는 매화와 묻고 답하는 형식의 매화

문답시(梅花問答詩)를 창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우리 매화시의 고

유한 시적 전통이 되어 후대에 널리 계승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도산이 매화를 즐기는 흥취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뜨락을 거니는 데 달이 사람을 따르고

매화 곁을 돌기 몇 차례나 되었던고.

밤 깊도록 오래앉아 일어나길 잊었는데

향기는 옷에 가득하고 그림자는 몸에 찼네.

이황, 『퇴계집』권5, 「도산월야영매(陶山月夜詠梅), 六首」 其三.3)

시는 도산서당에서 달 밝은 밤에 매화를 감상하는 정경을 보여준

다. 환한 달빛에 빛나는 매화의 모습은 한낮과는 다른 흥취를 발하고, 

그 모습에 취해 밤늦도록 매화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노라니, 매화의 

1) 玉立俜婷自不言 如何使我揖淸芬 淡

甁斜揷初揩眼 小雪纔飛又掩門 獨坐觀天

閑世界 時來讀易靜乾坤 暗香疎影皆糟粕 

須{把濂翁太極論

2) 신익철, 「조선시대 매화시(梅花詩)의 

전개와 특징」 『동방한문학』 56권, 2013, 

pp.171-172

3) 步屧中庭月趁人 梅邊行遶幾回巡 夜

深坐久渾忘起 香滿衣巾影滿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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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와 그림자가 온몸에 가득하다. 달과 매화, 그리고 이황이 청진(淸

眞)한 경계 속에 하나로 융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이다.4)

신사임당이 살았던 조선 중기는 매화도가 가장 꽃을 피운 시기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 매화도만으로 이름을 날린 화가들이 많았는데, 

<월매도(月梅圖)>로 유명한 어몽룡(魚夢龍)을 비롯하여 조속(趙涑)·

조지운(趙之耘) 부자 등이 매화도의 색다른 경지를 개척하였다.5)

그 가운데 어몽룡의 매화도는 조선 중기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이면

서도 간결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대표작

인 <월매도>에서 잘 느껴진다. 줄기는 밑동을 생략하였고, 굵고 곧은 

가지는 기운차게 뻗어 솟아올라 있다. 가지에는 듬성듬성 매화꽃과 

봉오리가 달려 있고, 쭉 뻗은 가지 끝에 걸린 달과 여백은 시적인 운

치를 한껏 살린 모습이다. 군더더기 없는 매화 줄기와 가지, 쭉 뻗은 

마들가리의 시원한 공간감은 완벽한 구성의 묘를 보여준다. 더욱이 

다섯 개의 꽃잎은 담묵으로 점을 찍듯이 단정하게 그렸고, 꽃술과 꽃

받침은 묵으로 간결하게 그려 강인한 줄기와 조화를 이룬다.6) 이 작

품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금 바로 오만

원권 지폐를 살펴보자. 고고한 매화의 자태가 당당하게 그려져 있다.

◀	강릉	오죽헌	율곡매	세부

4) 신익철, 「조선시대 매화시(梅花詩)의 

전개와 특징」 『동방한문학』 56권, 2013, 

pp.180-181

5) 이선옥, 「朝鮮 中期 梅花圖 화풍의  

特徵과 影響」 『미술사학연구』 제249호, 

2006, p.6

6) 이선옥, 「朝鮮 中期 梅花圖 화풍의  

特徵과 影響」 『미술사학연구』 제249호, 

200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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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66호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643  - 1964. 01. 31.

제437호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50-60 등 
  - 2004. 04. 09.

제461호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425  - 2005. 07. 19.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 강원 강릉시 사천면 가마골길 22-8   - 2011. 01. 13.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51호 강릉 임영관 삼문 강원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 고려시대 1962. 12. 20.

보물 제165호 강릉 오죽헌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183호 강릉 해운정 강원 강릉시 운정길 125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강원 강릉시 명륜로 29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602호 이이 수고본 격몽요결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조선시대 1976. 04. 23.

보물 제603호 문무잡과 방목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조선시대 1976. 04. 23.

보물 제1220호 명안공주 관련 유물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조선시대 1995. 06. 23.

보물 제1625-1호 황기로 초서-이군옥시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조선시대 2010. 01. 04.

사적 제388호 강릉 대도호부 관아 강원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 고려시대 1994. 07. 11.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강원 강릉시 연곡면 부연동길  

753-13 등
  - 1970. 11. 23.

명승 제74호 대관령 옛길 강원 강릉시 성산면 삼포암길 133 등  - 2010. 11. 15.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 1-0   - 2013. 03. 21.

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강원 강릉시 저동 94   - 2013. 12. 30.

중요민속문화재

제5호
강릉 선교장 강원 강릉시 운정길 63 조선시대 1967. 04. 20.

강원도유형문화재

제7호
칠사당 강원 강릉시 경강로 2045 조선시대 1971. 12. 16.

강원도유형문화재

제99호
강릉향교 강원 강릉시 명륜로 29  - 1985. 01. 17.




